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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like receptors (TLRs) induce innate immune responses that are essential for host defense against invading 

microbial pathogens. In general, TLRs have two major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myeloid differential factor 88 
(MyD88) and Toll/IL-1R domain-containing adaptor inducing IFN-β (TRIF)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NF-κB and 

IRF3. Numerous studies demonstrated that certain phytochemicals possessing anti-inflammatory effects inhibit NF-κB 

activation induced by pro-inflammatory stimuli including lipopolysaccharide and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However, the direct molecular targets for such anti-inflammatory phytochemicals are not fully identified.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about the molecular targets of phytochemicals in TLRs signaling pathways. These results present a 

novel anti-inflammatory mechanism of phytochemicals in TLRs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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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약초나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phyto- 

chemicals이 선천성 면역반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는 toll-like receptors (TLRs) 신호전달 체계

를 어떻게 조절해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식품이나 약초들에 포함되어 

있는 phytochemicals이 염증 (inflammation)반응이나 만성

적인 질병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

구자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Toll-Like Receptors 

 

외부에서 침입하는 각종 병원성미생물 (bacteria, virus 

등) 및 이물질 등이 숙주로 유입되면 이러한 자극에 저항

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면역반응은 선천성 

면역 (innate immunity)과 후천성 면역 (acquired immunity)

으로 분류될 수 있다 (Takeda and Akira, 2005). 선천성 면

역반응은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한 숙주의 최초 방어체계

이며, 특히 무척추 동물에 있어서는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한 숙주의 유일한 방어체계라 할 수 있다 (Medzhitov et 

al., 1997; Janeway, 1989). 병원균들만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 (molecular patterns)를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이라고 부른다. PAMPs가 숙주 

안에 들어오면 숙주 안에 있는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PRRs)에 의해서 최초로 인식되는데, Toll-like receptor 

(TLR), NOD-like receptor, RIG-like receptor가 PRRs 역할

을 하는 대표적인 수용체들로 알려져 있다 (Kumar et al., 

2009; Medzhitov, 2007). 특히 선천성 면역반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TLRs가 중요한 PRR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1991년 초파리에서 Toll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1997년 포유동물에서 발견한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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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파리 Toll과 구별하기 위하여 Toll-like receptor라 명

명하게 되었다 (Medzhitov et al., 1997). 현재까지 최소한 

열 세 개의 TLRs가 포유동물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각각

의 TLRs는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구조

를 인식하여 선천성 면역반응과 뒤이어 후천성 면역반

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kira et al., 2006). 병원균들이 숙주 안에 들어오면, TLRs

가 병원균들을 인식해서, 신호를 아래로 보내 전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 nuclear factor-kappa B (NF-κB)를 활성

화 시켜 염증 유전자 물질들을 유도하여 여러 질병을 유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Baeuerle and Henkel, 

1994). 

NF-κB는 거의 모든 알려져 있는 세포 (cells)에서 발견

되며, 인간의 면역반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전사인자이다 (Baeuerle and Henkel, 1994). 

NF-κB는 발달 (development), 염증 (inflammation), 면역 

(immunity)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NF-κB

를 활성화 시키며, 그렇게 활성화된 NF-κB는 cytokine과 

chemokine을 포함한 면역 (immune) · 염증 (inflammatory)

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타깃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sborn et al., 1989; Lenardo et al., 

1989). NF-κB는 주로 이종이합체 (heterodimerization)의 

형태로 NF-κB 억제제 IκBα (inhibitor of kappa B alpha)와 

결합하여 세포질 (cytoplasm) 안에 존재한다. 여러 병원

체들에 의해 활성화된 신호들은 IκBα를 인산화 (phos- 

phorylation) 시키며, 인산화된 IκBα는 26S proteasome에 

의해서 분해되어 NF-κB를 자유롭게 만들게 된다. 자유롭

게된 NF-κB는 핵 (nucleus) 안으로 전좌 (translocation)되

어 DNA에 결합하며, 결국 타깃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해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Ghosh and Karin, 2002; Pahl, 

1999). 

TLRs는 일반적으로 myeloid differential factor 88 (MyD- 

88)과 Toll/IL-1R domain-containing adaptor inducing IFN-β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Fig. 1) 

(Hultmark, 1994; Fitzgerald et al., 2003b). MyD88은 TLR3를 

제외한 모든 포유동물에서 발견되는 TLRs의 TIR (Toll/ 

IL-1R) 도메인에 붙는 즉각적인 어댑터 (adaptor) 분자이

며, MyD88은 IL-1 receptor-associate kinase 4 (IRAK-4)를 

유도하고, IRAK-4는 IRAK-1을 인산화 시키며, 인산화된 

IRAK-1은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6 (TRAF6)를 유

도하고, TRAF6는 inhibitor of kappa B kinase (IκB kinase, 

IKK)를 활성화 시켜, 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TLRs를 시작으로 IKK kinases를 통해 NF-κB 활성화를 

유도하는 신호전달 체계를 'canonical pathway'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cytokine, cyclooxy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등의 염증 

유전자 물질 (inflammatory gene products)들이 유도되어 

알러지 (allergy), 건선 (psoriasis), 암 (cancer) 등과 같은 

여러 질병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keda and 

Akira, 2005). 

NF-κB 활성화에 부가적으로, TLR3에 의한 이중가닥

RNA (double stranded RNA, dsRNA)의 인식과 TLR4에 

의한 lipopolysaccharide (LPS)의 인식은 MyD88 대신에 

어댑터 분자인 TRIF를 통하여 전사인자 interferon (IFN)-

regulatory factor 3 (IRF3)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Fitzgerald 

et al., 2003b). TRIF는 kinase인 TBK1과 IKKε을 통하여 

IRF3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활성화된 IRF3는 IFN-

stimulated response element (ISRE)나 regulated on activation 

normal T-cell Expressed and secreted (RANTES)로써 알려

진 consensus DNA sequence에 결합하여 type I IFN 유전

자들을 유도한다. 또한 TRIF의 C-말단 부분은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1 (RIP1)과 반응하여 늦은 NF-κB 활성

화를 유도한다 (Meylan et al., 2004). 그래서 TRIF는 IRF3 

활성화를 위해서 TBK1을 사용하고, NF-κB 활성화를 위

해서 RIP1을 사용한다 (Fig. 1) (Sato et al., 2003; Fitzgerald 

et al., 2003a). 

TLRs가 숙주 안으로 들어온 병원균들을 인식해서, 신

호를 아래로 보내 NF-κB를 활성화 시켜 cytokine 등 염

증 유전자 물질들을 유도하고, 뒤이어 후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해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여 준다. 하지

만 계속된 병원균의 자극에 의해 숙주 면역시스템에 과

부하가 걸렸을 때에는 오히려 염증 유전자 물질들은 염

증을 유발시켜 암이나 여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

므로, 병원균들에 의해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

킬 수 있다면, NF-κB 활성화에 의해 유도되는 암이나 질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ahl, 1999). 

 

3. Phytochemicals 

3.1 많은 phytochemicals은 병원균들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킨다. 

우리가 흔히 먹는 여러 식품 중에는 LPS, 이중가닥

RNA와 같은 여러 병원균들의 자극에 의해서 유도된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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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B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phytochemicals이 많이 포함되

어 있다 (Youn et al., 2006b; Youn et al., 2005; Surh, 2003; 

Zingarelli et al., 2003; Youn et al., 2006a; Youn et al., 2008; 

Youn et al., 2009; Park et al., 2009b). 또한 선천성 면역반

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LRs을 통한 

NF-κB 활성화는 현재 매우 체계적으로 잘 알려진 신호

전달 체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를 통하여 

밝혀낸 식품이나 약초에 포함되어 있는 phytochemicals

이 어떻게 TLRs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여 NF-κB 활성

화를 억제하며, 그 결과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3.2 Resveratrl 

Resveratrol (3,4',5-trihydroxy-trans-stilbene) (Fig. 2)은 포

도가 외부의 손상이나 곰팡이 (fungi), 박테리아 (bacteria), 

바이러스 (virus) 등 외부의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서 식물

체 스스로가 분비하는 phytoalexins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Hain et al., 1990; Hain et al., 1993). 프랑스 사람들은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도 심장병으로 인

한 사망률이 주변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그래

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적포도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프랑

스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French Paradox"

IKKε

IFNβ 
NF-κB 

IKKα

IκBα 

IKKβ 

NF-κB

Fig. 1. Toll-like receptor (TLR) signaling pathways and the molecular targets of phytochemicals. TLRs have two major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MyD88- and TRIF-dependent pathway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NF-κB and IRF3. TLR2 dimerized with TLR1 or 
TLR6 recognizes triacyl or diacyl lipopeptides of Gram-positive bacteria. TLR4 recognizes bacterial LPS. TLR5 recognizes bacterial flagellin.
TLR3 recognizes double-stranded RNA (dsRNA). TLR7 recognizes imidazoquinolines and single-stranded viral RNA (ssRNA). TLR9 
recognizes both viral and bacterial CpG DNA motifs. LPS, lipopolysaccharide; CpG DNA, cytosine phosphate guanine DNA; MyD88,
myeloid differential factor 88; TRIF, TIR domain-containing adapter inducing IFNβ; IFN, interferon; TIRAP, TIR domain-containing 
adapter protein; TRAM, TRIF-related adapter molecule; IκBα, inhibitor of kappa B alpha; IKK, IκB kinase; IRAK, IL-1 receptor-associate
kinase; TBK1, TANK-binding kinase 1; RIP1,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1; IRF3, IFN-regulatory factor 3; NF-κB, nuclear factor κB; Res,
resveratrol; Cin, cinnamaldehyde; Cur, curcumin, EGCG, (-)-epigallocatechin-3-gallate; Gug, guggulsterone; Iso, isoliquiritigenin; Sho, 
6-shogaol; Sul, sulforap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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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바로 적포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resveratrol이 "French Paradox"를 설명하는 물질로 밝혀

졌다 (Kopp, 1998). Resveratrol은 전립선 (prostate), 유방 

(breast), 결장 (colon) 암세포를 포함한 여러 암세포의 성

장과 발암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rvaiz, 

2003). 포유동물 안에서 resveratrol은 항염증 효과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sveratrol은 12-O-

tetradecanoylphorbol-13-acetate (TPA), LPS, hydrogen peroxide 

(H2O2)와 같은 여러 pro-inflammatory 자극제에 의해서 유

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인 cytokines, COX-2, iNOS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hat and Pezzuto, 2002; Martinez and Moreno, 

2000; Subbaramaiah et al., 1998; Tsai et al., 1999; Wadsworth 

and Koop, 1999; Chan et al., 2000; Nakata et al., 2012). 그러나 

resveratrol의 정확한 분자학적인 타깃은 우리가 TLRs 신

호전달 체계 안에서 찾아내기 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Youn et al., 2005). 

Resveratrol은 LPS (TLR4 agonist) 또는 poly[I:C] 

(polyriboinosinic polyribocytidylic acid, TLR3 agonist)에 의

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와 COX-2 발현을 억제시켰

다 (Youn et al., 2005). 하지만 resveratrol은 MALP-2 

(Macrophage-activating lipopeptide 2-kDa, TLR2 agonist) 또

는 unmethylated CpG DNA (TLR9 agonist)에 의해서 유도

된 NF-κB 활성화와 COX-2 발현을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Youn et al., 2005). 또한 resveratrol은 대식세포 (RAW264.7) 

안에서 TLRs 신호전달 체계 아래에 있는 분자들인 MyD- 

88 또는 IKKβ의 과발현 (overexpression)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Youn et al., 2005). 

TLR4는 MyD88-과 TRIF에 의지한 양쪽 신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NF-κB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TLR2

와 TLR9은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만을 통하

여, TLR3는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만을 통하여 

NF-κB 활성화를 유도한다 (Uematsu and Akira, 2006). 

Murakami (Murakami et al., 2003) 등은 resveratrol이 LPS

와 IFNγ에 의해서 유도된 IκBα의 분해를 억제시키지 못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anna (Manna et al., 2000) 등은 

resveratrol이 TNF에 의해서 유도된 IκBα의 인산화와 분

해과정을 억제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모

든 결과에 의해서 resveratrol의 분자학적인 타깃은 MyD- 

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가 아니라, TRIF에 의지한 신

Fig. 2. The molecular structures of resveratrol, cinnamaldehyde, curcumin, EGCG, guggulsterone, isoliquiritigenin, 6-shogaol, and 
sulforaphane. 



- 185 - 

호전달 체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Youn et 

al., 2005). 

Resveratrol은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사용하

는 TLR3와 TLR4의 자극제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

현을 억제시켰으며,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 아래 

있는 물질들인 TRIF 또는 TBK1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

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5). 하지

만 resveratrol은 IRF3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Youn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resveratrol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IRF3보다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TBK1 kinase 

assay에 의해서 TBK1이 resveratrol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Youn et al., 2005). 또한 resveratrol

은 TRIF 또는 RIP1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

성화를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5). 이러한 모든 결과에 

의해서 resveratrol의 분자학적인 타깃은 TBK1과 RIP1을 

포함한 TRIF 복합체 (complex)라는 것이 밝혀졌다 (Fig. 

1) (Youn et al., 2005). 

3.3 Cinnamaldehyde 

계피는 Cinnamomum 나무로부터 분리된 나무 껍질을 

말린 것으로, 주성분은 계피유라고 하는 정유 (essential 

oil)로 cinnamaldehyde (3-phenyl-2-propenal) (Fig. 2)이 주요

한 구성물질이다.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cinnamaldehyde는 향수와 살균제의 구성 물질로써, 

또한 껌, 아이스크림, 캔디, 음료수 등에서 맛을 내는 물

질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항염증과 항박테리아를 포

함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Ooi et al., 2006, Jayaprakasha and Rao, 2011). 

TLR4 신호전달 체계는 두 개의 중요한 전사인자 NF-

κB와 IRF3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Takeda and Akira, 2005). 

Cinnamaldehyde는 LPS에 의해서 유도된 NF-κB와 IRF3의 

활성화를 억제하였다 (Youn et al., 2008). Cinnamaldehyde

는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타깃 유전자인 COX-2

와 IFNβ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cinnamaldehyde는 

TLR4의 신호전달 체계의 구성요소인 MyD88과 IKKβ

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와 TRIF와 TBK1에 의

해서 유도된 IRF3 활성화를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Youn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cinnamaldehyde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MyD88과 TRIF 위에 놓여 있으며, 수용체 자체가 

cinnamaldehyde의 분자학적인 타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겠다. 수용체의 이합체 형성은 TLRs에 의해

서 유도되는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와 뒤이어 발생하는 

선천성과 후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일

어나는 반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Saitoh et al., 2004). 

Cinnamaldehyde는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시켰으며, 그 결과로 LPS에 의해서 유도된 

IRAK-1의 분해와 NF-κB 활성화를 억제시켰다 (Fig. 1) 

(Youn et al.,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phytochemical이 신

호전달 체계 중간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만을 분자학적

인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 레벨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4 Curcumin 

Curcumin [(1E,6E)-1,7-bis(4-hydroxy-3-methoxyphenyl)-1,6-

heptadiene-3,5-dione] (Fig. 2)은 Curcuma longa 안에서 발견

되는 노란색을 띄고 있는 phytochemicals 중의 하나이다. 

Curcumin은 고형상태에서는 keto 형태로, 수용액 안에서

는 enol 형태로 존재한다 (Payton et al., 2007; Sharma et al., 

2005). Ketone 그룹의 산소와 하이드록시 그룹 (hydroxy 

group)의 수소이온이 서로 수소결합을 형성해서 보다 안

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curcumin이 수용

액 상태에서는 enol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다. Curcumin

은 IKKβ를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여 LPS, phorbol 12-

myristate 13-acetate (PMA), TNFα, H2O2 등의 자극제에 의

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Pan et al., 2000b; Jobin et al., 1999; Brouet and Ohshima, 

1995; Kang et al., 2004; Zhao et al., 2011). 

TLR4 신호전달 체계는 MyD88-과 TRIF에 의지한 신

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두 개의 중요한 전사인자 NF-κB

와 IRF3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Takeda and Akira, 2005). 

Curcumin은 key kinase인 IKKβ의 조절을 통하여 TLRs의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Youn et al., 2006b). Curcumin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켰지만, TRIF나 TBK1의 과

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키지 못하

였다 (Youn et al., 2006b). 이러한 결과는 curcumin의 분자

학적인 타깃이 TRIF 위에 놓여 있으며, 수용체 자체가 

curcumin의 분자학적인 타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

다. 또한 curcumin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RAK-1 분해

를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6b). 이러한 결과에 의해

서 curcumin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IKKβ에 부가적으로 

IRAK-1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curcumin은 

최초의 방어체계라 할 수 있는 수용체의 이합체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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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여 NF-κB와 IRF3 활성화 및 그것들에 의해서 조절

되는 타깃 유전자들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Fig. 

1) (Youn et al., 2006b). 

3.5 EGCG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에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 (flavonoids)가 포함되어 

있다. Catechin, (-)-epicatechin (EC), (-)-epigallocatechin 

(EGC), (-)-epicatechin-3-gallate (ECG), (-)-epigallocatechin-

3-gallate (EGCG) (Fig. 2)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Youn 

et al., 2006a; Fujiki, 2005). 이 중에서도 EGCG가 가장 강

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EGCG의 galloyl group이 항염증 효과를 위해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Ikeda et al., 2005; Wang et 

al., 2003). EGCG는 UV, LPS, IL-β와 같은 pro-inflammatory 

자극제에 의해서 유도된 전사인자 NF-κB와 activator 

protein-1 (AP-1)의 활성화를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Barthelman et al., 1998; Yang et al., 1998; Wheeler et al., 2004; 

Zhao et al., 2011). 그 결과 lipoxygenase (Yang and Koo, 

2000), COX-2 (Metz et al., 2000; Soriani et al., 1998), iNOS 

(Chan et al., 1997; Lin and Lin, 1997), TNFα (Yang et al., 1998)

를 포함한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GCG는 IKKβ를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삼아

서 pro-inflammatory 자극제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

성화를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Pan et al., 2000a; Yang 

et al., 2001). 즉 EGCG는 key kinase인 IKKβ의 조절을 통

하여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한다고 알려

져 있다. 

EGCG는 LPS 또는 poly[I:C]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과 IRF3 인산화를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6a). 

또한 EGCG는 TRIF와 TBK1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6a). 하지만 

EGCG는 IRF3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

을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GCG의 분자학

적인 타깃이 TBK1이 될거라는 것을 제기하였고, TBK1 

kinase assay에 의해서 EGCG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TBK1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Youn et al., 2006a). 그래

서 EGCG는 IKKβ와 TBK1을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여 

각각 MyD88과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Youn et al., 2006a). 

 

3.6 Guggulsterone 

Myrrh는 Boswella species (Burseracae)와 같은 과 (family)

에 속해 있는 짧고 가시가 많은 나무인 Commiphora 

myrrh로부터 얻어진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기름 수지 

(oily resin)이다 (Michie and Cooper, 1991). 여러 종류의 

Commiphora species가 수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C. 

habessinica로 부터는 African myrrh, C. mukul (C. wightii)로

부터는 gugguluresin 등이 만들어진다 (Michie and Cooper, 

1991). Guggulu로써 알려진 Indian myrrh의 의학적인 가치

는 Ayurdurvic texts (the ancient Indian medical system) 안에

서 발견된다 (Deng, 2007). Guggulu는 순환장애 (circulatory 

problems), 신경장애 (nervous system disorders), 류마티스

성 호소증상 (rheumatic complaints)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물질로서 고려되었다 (Deng, 2007). Gum guggul의 항관절

과 항염증 효과는 1960년 Gujral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명

되었다 (Gujral et al., 1960). 

Guggulu의 가장 생물학적으로 활성있는 성분은 guggul- 

sterone으로 밝혀졌다 (Wu et al., 2002). Guggulsterone 

[4,17(20)-pregnadiene-3,16-dione] (Fig. 2)은 Commiphora 

mukul 나무의 고무수지 [gum resin (guggulu)]로부터 유도

된 식물 sterol이다. Guggulsterone은 콜레스테롤이나 담즙

산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전사 조절자인 nuclear receptor 

farnesoid X receptor (FXR)에 길항약으로 알려졌다 (Urizar 

et al., 2002).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guggulsterone은 

mineralocorticoid receptor (MR), glucocorticoid receptor 

(GR), androgen receptor에 길항약으로 밝혀졌다 (Wu et 

al., 2002; Owsley and Chiang, 2003).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guggulsterone은 간으로부터 콜레스테롤 대사 물질인 담

즙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담즙산염수송펌프 (bile salt 

export pump)의 발현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Deng et al., 2007). Guggulsterone은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NF-κB 활성화를 억제하고, 관절염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COX-2와 MMP-9과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 (Shishodia and Aggarwal, 2004). 

Guggulsterone은 IKKβ를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삼아서 

TLRs 신호전달 체계의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on et al., 2006). 또

한 guggulsterone은 LPS 또는 poly[I:C]에 의해서 유도된 

NF-κB와 IRF3 활성화를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9). 

Guggulsterone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RF3의 인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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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였다 (Youn et al., 2009). 또한 Guggulsterone은 TRIF, 

TBK1, IRF3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Youn et al., 2009).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guggulsterone은 TLRs의 양쪽 신호전달 체계인 MyD88

과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3.7 Isoliquiritigenin 

오래전부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많은 식물들 중에는 

항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많은 기

능성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식물들 중의 하나

가 감초 (Licorice, Glycyrrhiza uralensis)이다. 약방의 감초

라는 말이 있듯이, 감초는 한약재에 널리 사용되어 왔

다. 감초는 오랫동안 음식, 음료수, 담배 등의 맛을 내는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위궤양 (gastric ulcers), 십

이지장 궤양 (duodenal ulcers), 후두염 (sore throats), 감기 

(coughs), 기관지염 (bronchitis), 관절염 (arthritis), 부신병 

(adrenal insufficiency), 알러지 (allergies) 등의 치료에 사용

되었다 (Fintelmann, 1991; Kim et al., 2008; Kamei et al., 

2005; Haggag et al., 2003). 감초는 의학적으로 효과를 가

지고 있는 glycyrrhizin, glabridin, isoliquiritigenin과 같은 성

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Fukai et al., 2003; Yokota et al., 1998; Zhou et al., 2004). 그 

중에서도 chalcone 구조를 가지고 있는 flavonoid 중의 하

나인 isoliquiritigenin은 혈관이완제 (vasorelaxant) (Yu and 

Kuo, 1995), 항혈소판 응집작용 (anti-platelet aggregation) 

(Tawata et al., 1992), 항알러지 효과 (anti-allergic activity)를 

(Kakegawa et al., 1992)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Isoliquiritigenin [(E)-1-(2,4-dihydroxyphenyl)-3-(4-

hydroxyphenyl)prop-2-en-1-one] (Fig. 2)은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해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하

여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Kim et al., 

2008). Isoliquiritigenin는 IKKβ를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삼

아서 TLRs 신호전달 체계의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Kumar et al., 

2007). 또한 isoliquiritigenin은 LPS 또는 poly[I:C]에 의

해서 유도된 NF-κB와 IRF3 활성화를 억제시켰다 (Park 

et al., 2009b). IP-10은 IRF3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전자이

다 (Fitzgerald et al., 2003a). Isoliquiritigenin은 LPS 또는 

poly[I:C]에 의해서 유도된 IP-10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Park et al., 2009b). Isoliquiritigenin은 TRIF와 TBK1의 과발

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켰으며, TBK1

을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였다 (Fig. 1) (Park and Youn, 

2010). 그래서 isoliquiritigenin은 IKKβ와 TBK1을 분자학

적인 타깃으로 하여 각각 MyD88과 TRIF에 의지한 신

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ark and Youn, 

2010). 또한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isoliquiritigenin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시켰다 (Fig. 1) (Park and Youn, 2010). 그 결과

로 isoliquiritigenin은 최초의 방어체계라 할 수 있는 수용

체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하여 NF-κB와 IRF3 활성화 및 

그것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타깃 유전자들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3.8 6-Shogaol 

웰빙 식품 중 하나인 생강 (Zingiber officinale, Rosecoe)

은 오랫동안 한약제 (herbal medicine)로 사용되어 왔다. 생

강은 전통적으로 신경성 질환 (nervous diseases), 치은염 

(gingivitis), 치통 (toothache), 천식 (asthma), 뇌졸증 (stroke), 

변비 (constipation), 당뇨 (diabetes)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Afzal et al., 2001). 생강 추출물들은 항염증 

(anti-inflammatory) (Chang et al., 1995), 항산화 (antioxidant) 

(Ippoushi et al., 2003), 항혈전 (antithrombotic) (Thomson et 

al., 2002), 항암 (anticancer) (Surh, 2002) 효과를 가지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생강 추출물은 관절염 치료를 위

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tman and Marcussen, 

2001). 생강은 gingerols, shogaols, paradols, gingerdiols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서 gingerols과 

gingerols의 가수분해산물인 shogaols이 prostaglandin (PG)

과 leukotriene 합성 효소의 효과적인 억제제로 보고되

었다 (Kiuchi et al., 1992). 생강 추출물 중의 하나인 6-

gingerol은 COX-2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밝혀졌

으며, 곁사슬 (side chain)의 길이가 활성화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Tjendraputra et al., 2001).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6-shogaol 

[(E)-1-(4-Hydroxy-3-methoxy-phenyl)dec-4-en-3-one] (Fig. 2)

은 TLRs의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에 놓여있

는 MyD88, IKKβ, p65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였다 (Ahn et al., 2009). 또한 6-shogaol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RAK-1의 분해를 억제하였다 (Ahn 

et al., 2009). 이러한 결과는 6-shogaol의 분자학적인 타깃

이 IRAK-1보다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Michael 

addition acceptor 그룹을 가지고 있는 6-shoagol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하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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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n et al., 2009). 또한 6-Shogaol은 LPS 또는 poly[I:C]

에 의해서 유도된 NF-κB와 IRF3 활성화를 억제시켰으며, 

IP-10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Park et al., 2009a). 6-shogaol

은 TRIF와 TBK1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

현을 억제시켰으며, TBK1을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였

다 (Fig. 1) (Park et al., 2009a). 이러한 결과들은 6-shogaol

이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kinase인 IKKβ와 TBK1을 포함

하여 여러 분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겠다. 

3.9 Sulforaphane 

Sulforaphane (1-isothiocyanato-4-(methylsulfinyl)-butane) 

(Fig. 2)은 브로컬리, 꽃양배추 (cauliflower)와 같은 십자

화과 식물 (cruciferous vegetables)에 풍부한 isothiocyanate 

유도체 중의 하나이다. Sulforaphane은 항암, 항염증 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Clarke et al., 2008). 

Sulforaphane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NOS, COX-2, TNFα

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iss et al., 

2001). Sulforaphane은 내피 세포에서 LPS에 의해서 유도

된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CAM-1)의 발현을 억

제시켰다 (Liu et al., 2008). Sulforaphane은 p65의 핵전좌 

(nuclear translocation), IκBα의 분해, IKKβ의 kinase 활성을 

억제시켜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Xu et al., 2005). Sulforaphane은 key kinase인 IKKβ의 

조절을 통하여 TLRs 신호전달 체계의 MyD88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u et al., 

2005). 

흥미롭게도 sulforaphane은 LPS에 의해서 유도된 IFNβ

의 발현을 억제시켰지만, TRIF에 의지한 신호전달 체계 

아래에 있는 분자들인 TRIF나 TBK1의 과발현에 의해서 

유도된 IFNβ의 발현을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Youn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sulforaphane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TRIF 위에 놓여있으며, 수용체 자체가 sulforaphane의 분

자학적인 타깃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TLRs의 이합체 

형성은 TLRs에 의해서 유도되는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

와 뒤이어 발생하는 선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TLRs는 세포막

의 바깥쪽에 leucine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존재

하고, cysteine이 풍부한 지역이 있으며, 또한 세포막 안

쪽에는 TIR (Toll/IL-1R homologous) 지역을 가지고 있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Type I 단백질이다. 그러므로 TLRs는 

세포막의 안과 밖으로 여러 개의 cysteines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cysteines은 이황화 (disulfide) 결합에 의해서 

TLRs가 이합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Tao et al., 2002). Sulforaphane의 isothiocyanate는 단백

질의 thiols 그룹에 결합해서 이황화 결합을 방해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ong et al., 2005). LC-MS/MS를 사용

해서 sulforaphane이 TLR4의 cysteine 안에 있는 thiols 그

룹에 결합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Fig. 1) (Youn et al., 2010). 

그래서 sulforaphane에 의한 TLR4 이합체 형성 억제 효과

는 TLR4 cysteines 안에 있는 thiols의 결합 능력에 의해

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결 론 

 

선천성 면역반응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LRs 신호전달 체계는 현재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약초나 식물에는 phytochemicals

이라고 불리 우는 많은 기능성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

다. 특히 phytochemicals 중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resveratrol, cinnamaldehyde, curcumin, 

guggulsterone, EGCG, isoliquiritigenin, 6-shogaol, sulforaphane

의 분자학적인 타깃을 TLRs 신호전달 체계 안에서 밝혀

내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phytochemicals이 암이나 염증을 

억제시킨다는 결과를 관찰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

구들에서는 phytochemicals이 TLRs 신호전달 체계를 어

떻게 조절하여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분자학적인 

타깃을 밝혀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 치료보다는 질

병을 예방하는 것이 기능성 식품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

에, 선천성 면역반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LRs 

신호전달 체계 안에서 phytochemicals의 항염증 효능을 

위한 분자학적인 타깃의 발견은 기능성 식품의 주된 목

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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